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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와 움직임의 용어

자세(position)와움직임에대한해부학적용어
는애매모호하고혼란스럽기때문에이를피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결정한 규칙에 따라 정의된다.

규칙에따르면해부학적자세는몸을똑바로세우
고두발을모으며, 얼굴과눈, 손바닥을앞쪽으로
향하게하는자세이다(그림 1.1).
이러한해부학적자세에서서로직각을이루는

3개의평면이정의될수있다. 수직면(vertical or

longitudinal plane)은 관관상상면면((ccoorroonnaall ppllaannee))
또는 시시상상면면((ssaaggiittttaall ppllaannee))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시상면이 몸을 앞에서 뒤로 통과하는 평면
인 반면에, 관상면(또는 이마면 frontal plane)은
몸의한쪽가에서다른가쪽으로통과하는평면이

그그림림 11..11 해부학적 위치와 용어. 그그림림 11..33 몸통의 시상단면. 이 단면은 정중면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면이다.

그그림림 11..22 머리관상면.

위, 머리쪽에가까운superior

안쪽, 정중면에가까운
medial

안쪽, 정중면에가까운medial
가쪽, 
정중면에서먼
lateral

가쪽, 정중면에서먼 lateral

정중시상면
median 

sagittal plane

관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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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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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11..22

그그림림11..33

그그림림11..44

그그림림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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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heart 허파 lung

가로막diaphragm 위stomach 간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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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1.2, 1.3). 정정중중시시상상면면((mmeeddiiaann ssaaggiittttaall
ppllaannee))은 시상면의 특별한 종류로 몸의 중앙선을
통과하여몸을좌우로나누는평면이다(그림1.4).
수수평평면면((hhoorriizzoonnttaall ppllaannee 또는 가가로로면면((ttrraannss--

vveerrssee ppllaannee))은 몸을한쪽가장자리에서다른가
장자리쪽부분으로자르거나앞에서뒤로자르는
면이다(그림1.5). 신체의 일부나 기관의 긴축에
대해직각으로자른면또한가로면이라고부른다
(마찬가지로, 세로로 자른 부분은 장축에 평행하
게된다). 
안안쪽쪽((내내측측,, mmeeddiiaall))과 가가쪽쪽((외외측측,, llaatteerraall))이라

는용어는정중시상면과관련하여구조물의위치
를상대적으로나타낼때사용된다. 예를들어, 반
지손가락(네번째손가락, ring finger)은 새끼손

가락(다섯번째손가락, little finger)에 비해 가쪽
이지만, 엄지손가락(thumb)에 비해서는 안쪽이
다. 몸의 앞쪽과 뒤쪽은 대개 앞앞((전전,, aanntteerriioorr 또
는 배쪽, ventral)과 뒤뒤((후후,, ppoosstteerriioorr 또는 등쪽
dorsal)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한다(그림 1.1 참
조). 따라서하나의구조물이다른것보다앞쪽에
있을 경우 앞(anteri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위위((상상,, ssuuppeerriioorr))와 아아래래((하하,, iinnffeerriioorr))는 구조

물의머리쪽과발쪽위치를상대적으로나타낼때
사용되는 용어이다(그림 1.1). 아래쪽(inferior 또
는 ccaauuddaall)에 있는 것보다 머리쪽(head 또는
ccrraanniiaall)을 향해 가깝게 있는 구조물들이 위쪽
(ssuuppeerriioorr)으로써 정의된다. 따라서 심장은 가로

막(횡격막, diaphragm)의위쪽에놓여있고, 가로
막은 심장보다 아래쪽에 놓여있다. 팔다리(사지,
limb)에 있어서는 몸몸쪽쪽((근근위위부부,, pprrooxxiimmaall))과 먼먼
쪽쪽((원원위위부부,, ddiissttaall))이라는 용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팔꿉관절(elbow joint)은 손목
(wrist)에 대해서는 몸쪽이지만 어깨(shoulder)
에비해서는먼쪽이된다.
얕얕음음((천천,, ssuuppeerrffiicciiaall))과 깊깊음음((심심,, ddeeeepp))은몸의

표면과관련하여구조물의상대적인위치를표시
하는 데 이용된다. 따라서 갈비뼈(늑골, ribs)는
허파(폐, lung)보다 얕은 곳에 있지만 가슴벽
(thoracic wall)의 피부보다는깊은곳에있게된
다(그림 1.5).

그그림림 11..44 몸통의 정중시상단면.

그그림림 11..55 6번, 7번등뼈 사이원판 높이의 가로 단면, 아래에서 본 그림, 그림 2.69와 비교.

기관 trachea
척주를이루는척추들
vertebrae of spinal column

간 liver 복장뼈ster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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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의 움직임 또한 특정 용어로 나타낼 수 있
다. 해부학적자세에서몸의다른부위에비해한
부분이 앞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굽굽힘힘((굴굴곡곡,,
fflleexxiioonn))이라고 한다. 폄폄((신신전전,, eexxtteennssiioonn))은 같
은부분을뒤쪽으로움직이는것을의미한다(그림
1.6). 그러나태아(fetus)에있어서는성장하는팔
과 다리가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모든
관절에있어서의굽힘과폄의움직임은반대방향
으로 나타난다. 벌벌림림((외외전전,, aabbdduuccttiioonn))은 구조물
이 정중시상면에서부터 가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르는 반면, 모모음음((내내전전,, aadddduuccttiioonn))은 그
구조물을중앙선을향하도록움직이는것을말한
다(그림 1.7). 손가락과발가락의경우, 벌림과모
음은 가운데 손가락 또는 두 번째 발가락을 지나
는세로단면을중심으로각각정의된다. 신체일
부분의장축을중심으로회전운동하는것을돌림
(회전, rotation)이라고한다. 안안쪽쪽돌돌림림((내내측측회회전전,,
mmeeddiiaall oorr iinntteerrnnaall rroottaattiioonn))은 사지의 앞쪽면
이 안쪽을 향하도록 돌리는 것이고, 가가쪽쪽돌돌림림((외외
측측회회전전,, llaatteerraall oorr eexxtteerrnnaall rroottaattiioonn))은 앞쪽면
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8).
굽힘과 폄, 벌림과 모음, 안쪽돌림과 가쪽돌림이
조합된 움직임(예, 어깨관절에서 관찰되는‘풍차
돌림’과 같은 움직임)을 휘휘돌돌림림((회회선선,, cciirrccuumm--
dduuccttiioonn))이라고한다. 

그그림림 11..66 어깨관절의 폄과 굽힘. 그그림림 11..88 어깨관절에서 아래팔의 가쪽돌림과 안쪽돌림, 팔꿈치는 굽혀졌다.

폄extension

굽힘 flexion

가쪽돌림
lateral rotation

안쪽돌림
medial rotation

그그림림 11..77 벌림과 모음의 움직임. 벌림에서 어깨관절의 굽힘운동은 팔을 몸통의 앞
쪽으로 보낸다.

벌림abduction
모음ad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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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직과 구조
(Basic Tissue and Structure)

피부(Skin)
피부는 몸의 표면을 싸고 있는 보호적 덮개이

며, 얕은층인표피(epidermis)와깊은층인진피
(dermis)로 구성된다(그림 1.9). 표피의 표면은
죽은세포로이루어진상피층으로, 떨어져나간후
더 깊은 곳에 위치하는 종자층(germinal layer)
의 세포에의해교체된다. 진피는혈관과림프관,
신경을포함하는결합조직의층이다. 몸의대부분
에서 피부는 얇고 하방의 구조물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피부의 특수화된 조직으로는 손톱(fin-
gernail), 발톱(toenail), 털주머니(hail follicle),
땀샘(sweat gland)이있다. 손바닥(palm)과발바
닥(sole) 및 손가락과 발가락(digit)의 표면에 상
응하는부분에서는털주머니가없고표피가상대
적으로 두껍다. 이러한 부위에 있는 피부는 또한
아래쪽구조물들과단단히결합되어있어서꽉쥐

거나 서 있는 동안 피부가 움직이는 것을 감소시
킨다. 피부에는 분할선(lines of tension)이 나타
나고, 이는 수술시에 중요하다. 이러한 분할선을
따라수술한후생기는흉터는분할선을가로질러
수술한후생기는흉터에비해더좁게나타난다. 
피부는 대개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피부밑혈관으로부터 혈액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혈액공급에대한지식은피부판(skin flap)의 사
용과관련된수술을향할때중요하다. 피부는또
한 촉각, 압력, 열, 추위, 진동, 통증에 반응하기
위한 신경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손가락 끝
과 같은 부위의 피부는 특히 촉감과 압력에 대해
민감하다. 피부는 척수신경(spinal nerve)이나
뇌신경(cranial nerve)의 얕은가지(피부가지)에
의해 신경이 분포하고 있다. 뇌신경 또는 척수신
경에 의해 각각 지배를 받는 피부의 역을 피부
분절(dermatome)이라고 한다(그림 1.35, 1.36
참조).

피부밑조직(Subcutaneous tissue[얕은
근막, Superficial fascia])
피부밑조직은피부바로하방에위치하는성긴

결합조직층으로얕은정맥얼기와림프관을포함하
고 피부신경과 동맥들이 가로질러 분포한다(그림
1.9). 피부밑조직은 또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데, 이는부위별로또는개인에따라두께에상당
히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엉덩이(buttock)의
지방층은 특히 두꺼우며, 손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얇다. 

깊은근막(심근막, Deep fascia) 
깊은근막은피부밑조직의바로밑에서한층의

치 결합조직층을 형성한다(그림 1.9). 비록 가슴
(thorax)과 배(abdomen)에서는 얇지만, 팔다리
의 넙다리근막(fascia lata)과 목의 목근막
(investing fascia)에서는 상당히 두껍다. 손목
(wrist)과 발목(ankle) 관절 근처에서 깊은 근막
은 두꺼워져서 지지띠(reticula)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관절을 가로지르면서 힘줄(tendon)을 제
자리에 유지시켜준다. 깊은근막은 근육을 위한
부착점을제공하기도하고, 근육사이중격(inter-
muscular septa)에 부착되어 근육을 부분으로
나누기도한다.

종아리뼈fibula 신경혈관다발
neurovascular bundle

정강뼈 tibia

뼈막, 뼈바깥막
periosteum

피부skin

근육사이중격
intermuscular septa

깊은근막
deep fascia

피부밑조직
subcutaneous tissue 그그림림 11..99 오른장딴지 중간 부분을 단계별로 제거한 그림, 피부, 근막, 근

육사이중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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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림림 11..1100 배바깥빗근은 널힘줄을 가진 납작한 근육이다. 그그림림 11..1111 배바깥빗근 절단, 두께가 보인다. 

배바깥빗근
external oblique
abdominis m.

배바깥빗근
(절단) 
external 
oblique(cut)
abdominis m.

갈비연골
costal 
cartilages

널힘줄
aponeu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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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Muscle)
근육은활성화되면그구성세포가수축하여길

이가짧아지며그의길이를따라장력(tension)을
발생시키는 조직이다. 근육에는 민무늬근육
(smooth muscle), 심장가로무늬근(cardiac
striated muscle), 수의적가로무늬근(voluntary
striated muscle)의 세 가지 기본적인 유형이 있
다. 가로무늬(striated)와 민무늬(smooth)는 근
육의미세형태를나타낸다. 
민무늬근(smooth muscle)은 소화기계, 비뇨

생식기계, 호흡기계의장기와혈관의벽에서관찰
된다. 민무늬근은 느리고 지속적인 수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e
system)의지배를받으며, 몇몇기관에서는내분
비계통(endocrine system)의 호르몬의 향을
받기도한다.
심장가로무늬근(myocardium)은 심장의 벽을

형성하며 자발적으로 수축한다. 심장근의 주기적
인 활동(수축)은 특수하게 분화된 심장의 전도계
(conducting system)에의해일어나며자율신경
계에의해조절된다. 
수의적 가로무늬근(뼈대근, skeletal muscle)

은관절에서운동을일으키는근육의가장기본적
인구조로이근육의활동은몸신경계통(somatic
nervous system)에 의해 조절되고 수의적이거
나 반사적이다(21쪽 참조). 각각의 근세포(근섬
유)는각각의운동신경말단을가지고있다. 근육
은 뼈막(periosteum)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어 있
거나깊은근막, 근육사이중격또는힘줄의형태를
띠는 섬유성 결합 조직에 의해 부착되기도 한다.
힘살(belly)이 직접 넓은 부분에 부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줄(tendon)은 대개 뼈의 좁은 부분에
부착된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근육은 함께 모이
는 경향이 있으며, 팔다리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인집단을형성함으로써나타난다(예: 아래
팔의펴짐부분).
대개의 경우 근육의 양끝은 뼈에 부착되어 있

다. 근육이 수축할 때 상대적으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부착부위를이는곳(기시부, origin)이라
고하고, 반대로더움직이는부위를닿는곳(정지
부, inser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움직임
에있어서는이는곳이닿는곳보다더많이움직이
기때문에이러한용어들은단지제한적인의미만
을갖는다.
뼈대근의 근섬유는 근육의기능을 반 하여 여

러다른유형으로배열되어있다(그림 1.10~1.15).
때때로근육은얇고납작한판모양으로발견된다
(예: 바깥빗근, external oblique m.). 띠근육
(strap muscle)의 경우에는 근육의 한쪽 끝에서
다른쪽끝까지이어지는긴섬유로구성되어있다
(예: 넙다리빗근, sartorius m.). 깃근육(pen-
nate m.)은근섬유가근육의장축에대해비스듬
히 주행하는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긴엄지굽
힘근(flexor pollicis longus m.)과 같은 반깃근
육(unipennate m.)은 이는곳으로부터 닿는곳의
힘줄까지한방향으로만근섬유가배열되어있고,

그그림림 11..1122 어깨밑근은 뭇깃근이다. 

그그림림 11..1133 긴엄지폄근은 깃근이다.

어깨밑근
subscapularis

긴엄지폄근
flexor pollicis lon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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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쪽뼈사이근(dorsal interossei m.)과 같은 두
깃근육(bipennate m.)은 근섬유들이 닿는곳 힘
줄의 양쪽에 부착되어 있다. 어깨밑근(sub-
scapularis m.)과 같은 뭇깃근육(multipennate
m.)의경우여러방향의이는곳과닿는곳의힘줄
을 가지며 근섬유는 그들 사이로 경사져서 배열
되어 있다. 두힘살근(digastric m.)과 같은 몇몇
근육은 중간 힘줄에 의해 연결된 두개의 힘살부
분(belly)을가지고있다.
몇개의힘줄이모여널힘줄(aponeurosis)이라

는얇은판모양의힘줄을형성하기도하지만, 대
부분의힘줄은단면이두껍거나둥 고또는납작
하다(그림 1.10 참조). 힘줄이돌출된부위를가로

지르거나제한된공간을통과할때그것들은종종
마찰을최소화하기위해이중윤활막에의해덮여
있다. 관절을지날때힘줄은두꺼운섬유성조직
의띠와동일한장소에있는데, 이는관절이움직
일때활시위모양이되는것을막아준다. 그예로
손목과발목관절에서의지지띠(retinacula)와손
가락, 발가락에서의힘줄집(tendon sheath)을들
수있다(그림 1.16, 1.17).
골격근에서의 신경 공급은 운동섬유와 감각섬

유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개 근육의 힘살부
위를 통과한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근육집단은
같은척수신경분절에서나온신경섬유가분포하
는경향이있다.

대사적 활성이 높은 조직의 경우 근육은 여러
혈관으로부터의 동맥혈을 풍부하게 공급받는다.
팔다리에서의근육의수축과이완은각부분에서
정맥을 눌러준다. 정맥은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
는판막(valve)이 있기때문에이러한‘근육펌프’
작용은팔다리에서몸통으로향하는정맥혈의이
동을도와주게된다.

연골(Cartilage)
연골은 다양하고 단단한 결합 조직으로, 주변

조직에있는혈관으로부터확산에의해 양분을
공급받는다. 연골은조직학적인구조에의해유리
연골(초자연골, hyaline cartilage), 섬유연골

그그림림 11..1144 넙다리빗근은 띠근육이다. 그그림림 11..1155 등뼈사이근은 깃근이다.

넙다리빗근
sartorius 등쪽뼈사이근dorsal interossei



제1장 기초 해부학 개념 9

(fibrocartilage), 탄력연골(elastic cartilage)로
분류된다. 
유리연골은 갈비뼈연골(costal cartilage), 후

두(larynx)와 기관(trachea)의 연골 및 성장하는
뼈에서 나타난다. 윤활관절(synovial joint)에서
유리연골은움직이는동안마찰을줄여주는투명
하고 매끈한 관절면을 형성한다(그림 1.23). 관절
연골은관절공간에있는윤활액으로부터확산에

의해부분적으로 양분을공급받는다. 
섬유연골(fibrocartilage)은 질기고 탄력성이

없는아교섬유(collagen fiber)를 기질내에포함
하고있으며, 이는유리연골보다더강하고더유
연하다. 섬유연골은 척추사이원반(interverte-
bral disc), 두덩결합(pubic symphysis), 복장뼈
(sternum)의 자루몸통연결(manubriostermal
joint), 몇몇 윤활관절에서의 관절원반(articular

disc, 예: 턱관절) 등에서발견된다. 
탄력연골은 바깥귀(external ear)와 후두덮개

(epiglottis)에서 나타나는데, 연골 중에서 가장
유연한형태이다. 그것은주로탄력섬유를포함하
고 있으며 노란색 외형을 갖는다.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석회화되기시작하며더단단하고더견고
해진다.

그그림림 11..1166 왼손의 앞면; 힘줄과 섬유집을 노출시켰다.

그그림림 11..1177 왼손의 뒷면; 손목의 펴짐근지지띠를 노출시켰다.

힘줄 tendons

섬유집 fibrous sheaths

힘줄 tendons

펴짐근지지띠
extensor retina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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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Bone) 
뼈는 뼈대(skeleton)의 기본을 형성하며 견고

함을 갖게 하는 단단한 석회화된 기질을 갖는 것
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뼈에서 두개의 부분이 관
찰되는데뼈의바깥쪽피질부분은견고하여치
뼈(compact bone)라고 부르고, 중심부에의스폰
지 형태를 띠는 부분을 해면뼈(spongy, cancel-
lous bone)라고 한다. 대부분의 뼈는 골수(bone
marrow)로 채워진 공간인 수질(medulla)이 있
으며, 이곳은 혈구 형성을 위한 잠재적인 부위이
다(그림 1.18).
인체의뼈대를구성하는수많은뼈들은모양과

크기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며 긴뼈(long bone,
예: 넙다리뼈, 대퇴골), 짧은뼈(short bone, 예:
손목뼈), 납작뼈(flat bone, 예: 머리뼈의 마루
뼈), 불규칙뼈(irregular bone, 예: 위턱뼈), 종자
뼈(sesamoid bone, 예: 무릎뼈)로 분류된다. 종
자뼈는힘줄내에서성장하며, 일반적으로힘줄이
관절이나 뼈로 된 돌기 위를 지나는 부분에 위치
한다. 어떤뼈는내부에공기로채워진공간때문
에 함기화(pneumatize)되었다고 표현한다(예:
벌집뼈).
뼈는뼈바깥막(골막, periosteum)이라는한층

의 얇은 섬유성조직으로 덮여 있는데, 이것은 근
육, 힘줄, 인대등을위한부착점을제공한다(그림
1.9 참조). 뼈바깥막은 뼈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세포를제공하며신경이풍부하게분포되어있어
통증에대해매우민감하다. 
뼈는 뼈바깥막에 분포하는 혈관과 양동맥에

의해혈액을공급받는데, 이들은 양구멍을통하
여 뼈 속으로 골수에 풍부한 혈액 공급을 공급한
다. 골절된 뼈는 가끔 손상된 수질 혈관이나 뼈바
깥막혈관으로부터상당히많은피를흘리게된다.
발생과관련하여긴뼈에서는다른부분에각각

의이름이있다(그림 1.19). 줄기(shaft 또는뼈몸
통, diaphysis)는 골화(ossification)가 가장먼저
되는 부분으로써, 대개 뼈의 끝부분을 형성하는
이차골화중심(secondary centers 또는 뼈끝
epiphysis)과는성장판(growth plate)에 의해구
분된다. 성장판 근처에 있는 뼈끝 부분을 뼈몸통
끝(metaphysis)라고하며혈관이특히많이분포
해있다. 뼈의 길이성장이 멈출 때 성장판은 사라
지고뼈끝은뼈몸통과융합된다.

뼈대(Skeleton)
뼈대는 뼈와 연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관절에의해서서로연결되어있어인체에견고함
과 지지력을 제공한다. 뼈대는 몸통(axial)과 팔
다리(appendicular)성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몸
통뼈대(axial skeleton)는 머리뼈(skull), 척주뼈
(vertebral column), 갈비뼈(rib), 갈비뼈연골
(costal cartilage)과 복장뼈(sternum)를 포함한
다. 팔다리뼈대(appendicular skeleton)는 팔다
리뼈와이들과관련된이음뼈(girdle)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각각의 뼈들은 적절한 부분에서
설명되어있다.

그그림림 11..1188 성인 정강뼈의 세로단면. 그그림림 11..1199 어린이 정강뼈의 앞면.

해면뼈
spongy bone 

뼈몸통diaphysis 

뼈몸통끝
metaphysis 

성장판
site of growth plate 

뼈끝epiphysis 

골수공간
medullary cavity 

치 뼈
cortical compact bone 


